
전인교육센터

수신자   각 기업 대표 및 조직의 장

(경유)   교육담당자

제 목  
 2017 교육담당자를 위한 명상교육프로그램 초청세미나

“자기돌아보기_마음빼기명상”교육프로그램(기업 및 단체)

  

       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

       2. 명상교육전문기관 전인교육센터에서는 교육담당자 분들께서 ‘자기돌아보기 

          _마음빼기명상‘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  

          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 

       3. 세미나 개요   

     

제     목
2017 교육담당자를 위한 명상교육프로그램 초청세미나

“자기돌아보기_마음빼기명상”교육프로그램(기업 및 단체)

참 가 대 상  기업 및 단체의 교육담당자

일      시  5월12일(금) 오후1시~5시(4H) 

 인      원  30명(선착순)

장      소
 전인교육센터 서울교육장

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03 리치타워401호(선릉역 10번출구)

참  가  비  무료(사전 신청자에 한함)

신 청 기 간  2017. 4. 10(월) ~ 2017. 5. 11(목) (30명 마감 시 조기 종료)

문의 및 신청

1. 전화접수: 02-555-1258, 041-731-1256

2. 인터넷접수: www.meditationhrd.com

3. 팩스접수: 041-731-1258

  

     4. 세미나 일정 별첨1.

     5. 팩스신청서 양식 별첨2.

전인교육센터 평생교육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

담당자 홍민경   팀장    김명신 대표자 이경재

협조자  

시행  전인교육센터 2017-0512(2017.5.12) 접수

우 32906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749-23 홈페이지 http://www.meditationhrd.com

전화
02-555-1258

041-731-1256
팩스 041-731-1258 /

이메일 

jiedu@meditationhrd.com
/  공개구분 (공개)

http://www.meditationhrd.com


별첨1]

세미나 세부일정

모듈 내용 시간

마음열기
명상이란?

마음빼기 명상의 원리
0.5H

마음알기 & 

자기돌아보기 

실습

마음의 원리와 작용 알기

마음을 버리는 이유 알기

명상을 통해 찾아지는 내면의 힘 

내 마음 돌아보기

1H

건강체조 Best Health Dance 0.5H

걷기명상

마음 없이 산책하기

자연의 소리 듣기 명상

자기돌아보기 명상

1H

프로그램 소개

전인교육센터 프로그램 소개

프로그램 기업 적용사례와 효과

질의응답

1H



별첨2] 

2017 전인교육센터 교육담당자 세미나 참가 신청서(FAX. 041-731-1258)

이름

 부서 및 직책

이메일

연락처(모바일)

회사명(법인명)

참여동기

 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위 각 항목은 전인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분들에 대한 교육 안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

수집하는 것입니다. 교육 안내와 교육 후 결과에 대한 보고물과 소식, 기타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

정보를 전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수집된 개인정보는 

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. 참가자님께서는 이러한 수집, 

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이후 참가자님에 대한 연락, 정보 제공, 

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